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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clination angle on the heat transfer and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of brazed aluminum heat exchangers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ree 

samples having different fin pitches (1.25, 1.5 and 2.0 mm) were tested. Results show that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not affected by the inclination angle. However, the friction factor 

increases as the inclination angle increases with negligible difference between the forward 

and backward inclination. Both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the friction factor are the 

smallest at Pf=1.5mm, followed by Pf=2.0mm and 1.25mm. Possible explanation is provided 

considering the louver layout. Comparison with existing correlations is also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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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휜-  열교환기는 가정용 공조기의 응축기나 증

발기로 리 사용되고 있다. 냉매와 공기의 열교

환의 경우 공기측에 부분의 열 항이 있게 되

고 이를 이기 하여 고성능 휜, 소구경  등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휜-  

열교환기는 휜과 사이에 항이 존재하고 

 후방에서 열 성능이 감소하는 등 고효율화, 

소형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 은 납짝한 

평 을 사용하고 휜과 을 이징한 알루미

늄 열교환기를 사용하면 개선될 수 있다. 알루미

늄 열교환기는 그간 자동차용 응축기로 리 사

용되어 왔다. 알루미늄 열교환기에서는 평  

내로 냉매가 흐르고 공기측에는 루버휜이 사용된

다. 최근들어 가정용 공조기의 실내기가 천정 매

립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경우 천정고의 제약 

때문에 증발기가 경사지게 설치된다. 알루미늄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루버휜의 열 성능에 한 

연구는 Davenport(3)를 필두로 하여 많은 연구자

들이 실험을 통해서나(1,4-8) 해석 으로(9) 는 수

치해석을 사용하여(10–17)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는 열교환기가 유입방향에 직각으

로 설치된 상태에서 수행되었고 경사지게 설치된 

경우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Osada 등(18)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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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열의 루버 휜 (유동 깊이 58, 70 mm, 휜 핏

치 3.0~4.0 mm)에 실험을 통하여 유입방향과 반

 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된 경우 열성능이 

개선된다고 보고하 다. Kim 등
(19)
은 유동깊이 

20 mm, 휜 핏치 1.4 mm, 루버각 27
o
인 알루미늄 

열교환기를 경사각 -60
o
 ≤ β ≤ 60

o 
범 에서 

실험을 수행하 는데 열 달계수에 미치는 향

은 미미하나 압력손실의 경우는 경사각이 커질수

록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경향은 군

으로 구성된 열교환기
(20, 21)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휜-  열교환기의 경우 Chang 등
(22)
은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열 달계수와 마찰계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 하 다. 그 이유로 경사각

이 증가함에 따라 군의 배열이 기의 엇갈림 

배열에서 정렬 배열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하 다.

 상기 문헌 조사 결과 알루미늄 열교환기의 경사

각에 한 연구는 Kim등
(19)
이 유일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그들은 유동깊이 20 mm, 휜 핏치 1.4 

mm, 루버각 27
o
인 하나의 시료에 해서만 실험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깊이 34 

mm, 루버각 22
o
이고 휜 핏치가 1.25 mm, 1.5 

mm, 2.0 mm 인 세 종류의 시료에 하여 경사

각을 경사각 -60
o
 ≤ β ≤ 60

o 
범 에서 실험을 

수행 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세 종류의 휜 핏치(1.25mm, 1.5mm, 2.0mm) 가

진 알루미늄 열교환기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모든 시료의 루버 핏치는 0.9mm로 일정하

다. Fig. 1에 시료의 스켓치가 나타나 있는데 높

이는 254mm, 폭은 400mm로 38단의 루버휜과 평

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측은 4개의 평  

Samples FD

(mm)

a

(deg)

FP

(mm)

LP

(mm)

Ll

(mm)

H

(mm)

TP

(mm)

S1

(mm)

S2

(mm)

1 34 22 1.25 0.9 6.8 8.56 10.4 1.1 3.0

2 34 22 1.5 0.9 6.8 8.56 10.4 1.1 3.0

3 34 22 2.0 0.9 6.8 8.56 10.4 1.1 3.0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sample.

  Fig. 2  Geometric details of the fin and tube.

Fig. 3  Schematic drawing of the apparatus.

  

Table 1  Geometric dimensions of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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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A sketch showing the installation of  

          the sample.

을 하나의 패스로 유로를 구성하 다. 공기측 

열성능을 정 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내측 열

항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이를 해서는 내

측 흐름을 난류로 만들 필요가 있다. 평 의 

경우 수력직경이 작기 때문에 난류를 만들기 

해서는 매우 빠른 유속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유로 4개의 평 을 하나의 패스로 하

여 유로를 구성함으로써 제한된 압력손실 하에서 

난류유동을 구 하고자 하 다. 평 과 루버휜

의 상세 사양은 Fig. 2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2.2 실험결과 처리 방법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이 

장치는 항온항습실에 설치된 흡입식 풍동으로 고

온수 순환부와 자료획득  처리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시료는 풍동의 방에 장착된 흡입 덕트내

에 설치되는데 덕트의 높이를 변화시켜 경사각을 

조 하 다. Fig. 4에 열교환기 설치 개략도를 나

타내었다. 공기측 입구와 출구의 온도와 습도는 

ASHRAE Standard 41.1
(23)
에 따라 표본추출하여 

측정하 다. 고온수측 입구 유량과 온도는 항온

항습실 외부에 설치된 항온조로부터 조 된다. 

공기와 고온수의 온도는 정 도 ± 0.1°인 

RTD(Pt-100W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고

온수 유량은 정  도 ± 0.00015kg/s인 Coliolis형

식의 질량유량계를 사용 하 다. 시료의 공기측 

압력손실은 정 도 ± 1 Pa인 차압계를 사용하

고 공기측  유량은 ASHRAE Standard 41.2(24)

에 따라 노즐의 차압을 측정하여 결정하 다.

실험  고온수의 입구 온도는 45°C를 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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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aphs showing the effect of          

            inclination angle on j and f        

            factors.

고 항온항습실의 온/습도는 21° / 60% 상 습도 

로 유지되었다. 실험은 시험부 방풍속을 

0.5m/s서 2.0m/s까지 변화시키며 수행되었는데 

고온수측과 공기측의 열평형은 ± 3%내에 들었

다. 실험 자료의 리덕션은 Cho등(25)에 상세히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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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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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aphs showing the effect of fin pitch  

        on j and f factors.

 

 Fig 4에 세 종류의 시료에 하여 경사각에 따

른 j 인자와 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j 

인자가 경사각에 무 함을 보여 다. Kim 등
(19)

도 유동깊이 20 mm, 휜 핏치 1.4 mm의 평  

열교환기 시료에 하여 동일한 경향을 보고한 

바 있다. 마찰계수는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는데 30
o
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하나 60

o
가 되면 

히 증가함을 보여 다. 60
o
의 경우 0

o
에 비해 

Fig. 7  Louver layout at different fin pitches.

압력손실이 휜 핏치 1.25mm에서는 23%, 1.5 mm 

서는 61%, 2.0 mm 에서는 72% 증가한다. Fig. 5

는 경사방향 (+ 는 -)이 압력손실에 미치는 

향은 미미함을 보여 다.

 Fig. 6에 설치각 0o,30o,60o 에서 휜 핏치에 따른j 

인자와 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1.5 

mm 휜 핏치에서 열 달계수가 가장 작고 1.25 

mm 에서  열 달계수가  최 가  됨을 보여

다. 2.0mm의 경우는 1.5mm보다는 다소 크다. 마

찰계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루버 휜의 경우 

휜 핏치가 감소할수록 유동이 루버를 따라 흐르

고 따라서 열 달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6).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최소 j 와 f 

인자가  2.0 mm 휜 핏치가 아니고 1.5 mm 휜 

핏치에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루버 배열로부터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Fig. 7에 세 휜 핀치

의 루버 배열을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 루버각은 

22o로 동일하다. 이 그림에서 선은 루버 각을 

그린 선이다. Fig. 7은 휜 핏치 1.5 mm 의 경우 

인 한 휜의 루버가 상류 루버의 연장선 상에 놓

여 있음을 보여 다. 다른 휜 핏치에서는 상류 

루버의 연장선이 하류 루버 사이를 통과한다. 루

버 유동의 경우 루버를 지나며 생성된 후류가 하

류 루버의 열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26). 만일 

후류가 완 히 소산되지 않아서 하류 루버가 후

류 에 묻힌다면 하류 루버의 열성능은 

히 감소하게 된다. 후류가 소산되기 해서는 소

산 거리가 필요하고 이 거리는 유속이 감소할수

록 증가하리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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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ent data compared with existing    

         correlations.

 Reynolds수 유동의 경우는 상당한 소산거리가

필요하리라 상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휜 핏치 

1.5mm는 다른 경우보다 불리하고 따라서 열성

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  

 본 실험자료를 Sahnoun과 Webb(9)의 해석모델

을비롯한 기존 상 식들과 비교하 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은 j 인자의 경우 모

든 상 식이 실험 자료를 과  측함을 보여

다. 이는 본 실험의 Reynolds 수가 30부터 140사

이의  Reynolds수로 기존 상 식의 용범 를 

벗어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Chang 과 

Wang(27), Kim 과 Bullard(28),Achaicha와 

Cowell(5)상 식의 용범 는 Reynolds수 100이

상이고 Sahnoun과 Webb 모델은  Reynolds수 

400 이상의 유동가시화 결과(29)를 기 로 개발되

었다. Fig. 8은 Reynolds 수가 증가할수록 상 식

들의 측성능이 개선됨을 보여 다. 마찰계수의 

경우도 체로 과  측하나 Chang 등(30), 

Shanoun 과 Webb(5)은 일부 데이터를 과소 측

함을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사각이 루버휜 열교환기의 열

달  압력손실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고찰하 다. 휜 핏치가 1.25 mm, 1.5 mm, 2.0 

mm 인 세 종류의 시료에 하여 경사각 -60o ≤ 

β ≤ 60o 범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주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경사각이 열 달계수에 미치는 향은 무  

시할 만하 다. 

  (2) 압력 손실은 경사각이 증가하면 증가하   

다. 경사각 60O의 경우 0O에 비해 휜 핏치 

1.25mm에서는 23%, 1.5 mm 에서는 61%, 2.0 

mm 에서는 72% 증가하 다. 한 설치 방향 

( 방 기울기 는 후방 기울기)이 압력손실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만 하 다. 

  (3) 휜 핏치 에1.5 mm 에서 열 달계수가 가

장 작고 1.25 mm에서 열 달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 mm의 경우도 1.5mm보다는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휜 핏치 1.5 mm의 루버 

배열이 다른 경우보다 불리하기 때문으로 단된

다. 

  (4) 기존 상 식들은 본 데이터를 체로 과

측하 다. 이는 본 실험의 Reynolds 수가 30부

터 140사이의  Reynolds수로 기존 상 식의 

용범 를 벗어나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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